
● 문제 1의 경우,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과정에서 학습하는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이를 

분석하여 항생제의 특성을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 그리고 동물세포와 세균세포의 차이점을 이용한 작용 기전을 유추할 수 있

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제 2는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과정에서 인체의 방어 작용을 정확하게 학습하여 체액성 면역인 B 림프구의 항원-항체 반

응을 이해하고 제시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의 감염 작용 원리를 이해·분석함으로써 가능한 치료제를 추론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1]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항생제는 세균의 물질대사에 참여하는 효소나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병원균을 죽

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균인 일반 감기에는 치료 효과가 없게 된다. 

또한,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를 저해하여 세균을 죽이지만 사람의 세포는 동물 세포로 세균

이나 식물과 달리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페니실린은 세포벽이 없는 사람세포에게는 영향이 없고 세균의 세포에

만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문제 2]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 림프구는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혈중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하여야 하나, T 림프구

의 세포안으로 들어간 HIV 바이러스는 혈중에서 B 림프구가 만든 항체와의 반응을 피할 수 있어 죽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HIV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잠복기가 끝나고 발병하게 될 것이다.

HIV 바이러스가 AIDS를 발병하기 위해서는 T 림프구 세포 안으로 들어가 T 림프구를 공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T 림프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X와 결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착안하여 대량의 단백질-X를 만들어 치료제로 체내에 

주입하면 HIV 바이러스가 T 림프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X가 아닌 주입한 대량의 유리된 단백질-X들과 결합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HIV 바이러스가 T 림프구 세포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 문제 2

- 병원체인 바이러스와 세균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항생제가 물질대사에 참여하는 효소나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능을 추론할 수 있는가?

- 체액성 면역인 B 림프구의 특징으로 혈중에서 항원-항체가

반응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가?

-  T 림프구 세포 안의 HIV 바이러스는 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 동물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세균의 세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 세포벽이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세균 특이성을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대량의 단백질-X와의 결합을 유추할 수 있는가?

- T 림프구가 단백질-X 결합을 억제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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